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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능이 균사체의 액체배양 조건을 구명하고자 배지별 및 배양조건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능이 균사체 배양에

적합한 기존의 배지로는 GYS배지였고, 적정한 온도는 25oC인 것으로 나타났다. 능이 균사체 배양에 적합한 탄소원

은 전분, 말토오스 및 포도당인 것으로, 질소원으로는 유기복합 질소원으로 소이톤(soytone)이, 무기 질소원으로는 암

모니아태 질소가 균사체 생장에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기인산염은 제일인산암모늄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타민 종류로는 니코틴산 처리에서 생장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적합한 조건으로 20일간 능이 균사체

를 배양하여 5.7 g dw/L을 생산할 수 있었다.

Abstract: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obtain an optimal liquid culture condition for Sarcodon aspratus

mycelia. Among various basal culture media the GYS (glucoe-yeast extract-soytone) medium was the best for

mycelial growth. The appropriate temperature was 25oC. Starch, maltose or glucose was excellent carbon sources

for the mycelial culture, compared to others tested. As nitrogen nutrients, soytone and NH
4
-N were the best

organic and inorganic nitrogen sources, respectively. Moreover, the optimal concentration of soytone was 3 g per

one-liter medium. In addition, we also found that alanine, (NH
4
)H

2
PO

4
, and nicotinic acid were the best amino

acid, phosphorus salt, and vitamin, respectively. When all optimal conditions described above were applied to

culture medium, we were able to produce 5.7 g dry weight of S. aspratus mycelia per one-liter liquid medium

within 20 days.

Key worlds : Sarcodon aspratus, mycelial liquid culture, mycelial culture condition, media composition

서 론

능이(Sarcodon aspratus)는 굴뚝버섯과(Thelephoraceae)

에 속하는 담자균류로 참나무류 등의 뿌리와 공생하는 외

생균근성 버섯이다(김삼순과 김양섭, 1990; 김홍은 등,

2002). 최근 능이버섯의 생리 생태적인 연구(김홍은 등,

2002; 이상희 등, 2005)가 일부 보고되었으나 대부분의 균

근성 식용 버섯과 같이 아직 인공재배법은 개발되지 못하

고 있다. 

능이는 우리나라 및 일본에서 널리 식약용으로 사용되

어온 버섯으로서 그 향기가 높아 향버섯으로도 불리고 있

다(김삼순과 김양섭, 1990). 약용으로서 한방에서는 육류

체증 치료에 사용되어 왔으며, 이는 근래의 연구를 통해

능이에는 단백질분해효소를 함유하고 있기 때문임이 밝

혀졌다(박완희, 1986; 조희연 등, 2004; 조남석과 조희연,

2004). 특히 이 버섯에 함유된 protease는 다른 버섯들의

단백질분해활성 보다 높아 식의약품으로서의 이용에 대

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이태규, 1986; 은재순 등, 1988).

또한 버섯류에는 다양한 생리활성 기능이 보고되고 있는

데 능이도 혈중콜레스테롤 저하효과, 항돌연변이 효과, 간

손상 예방효과, polyphenol 등 항산화 물질에 의한 항산화

작용 등의 연구가 보고되고 있다(송재환 등, 2003; 김진우

등, 2005; 문영희 등 2005). 이와 같이 능이버섯은 식약용

으로서 가치가 높아 인공재배법의 개발이 필요시 되는 버

섯이다. 

인공재배법 개발을 위해서는 자실체 발생의 근간이 되

는 균사체에 대한 생리 생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

다. 그러나 능이버섯 균사체 배양과 관련한 보고는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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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조한 상태이다. 

균사체의 액체배양은 버섯 생산의 집약적, 생력화를 위

한 액체종균 생산목적으로서 비중이 높아지고 있으며(Sung

et al., 1999) 또한 균사배양에 의한 생리활성이 있는 다당

체 등 유용물질을 대량 생산하기위한 연구가 진행되기도

한다(Hwang et al., 2003; Kim et al., 2006). 균사체 액

체배양은 버섯균의 생활환 중에서 영양세대의 균사체를

수용성의 영양분이 첨가된 액체배지에서 액체 배양하여

증식시키는 방법이다(Shiio et al, 1974). 

본 연구는 능이 균사체의 배양방법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균사체 액체 배양시 요구되는 배지조성에 필

요한 적정 영양원 인자 및 배양조건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1. 공시균주 및 균주 조제

시험에 사용한 능이의 균사체는 포자로부터 분리한 것

으로 농업전문대학 서건식 교수로부터 분양받아 국립산

림과학원 임산버섯연구실에 보관중인 KFRI 698을 사용

하였다. 균 배양은 PDA배지에 배양중인 능이 균사체를

250 mL 삼각플라스크에 잘게 썰어 넣어 진탕기에서 120

rpm으로 20일간 액체배양을 실시하였다. 액체배양된 균

사체를 호모게나이져(Ingenieurbro, X1030 D)로 13,000

rpm에서 8초간 분쇄, 균질화하여 액체배양 실험용 접종원

으로 사용하였다. 

2. 균사체의 액체배양 방법 및 생장량 조사

250 mL의 삼각플라스크에 100 mL의 실험용 액체배지

를 분주하고 121oC 1.5기압에서 15분간 멸균하였다. 멸균

된 배지에 접종원으로 조제된 능이 균사체를 5% (V/V)의

비율로 접종하고, 25oC 120 rpm의 항온 진탕기에서 20일

간 배양하였다. 배양된 균사체의 생장량을 조사하기위해

배양된 균사체는 여과지(Watman No 2)로 여과하여 70oC

에서 3일간 건조하여 건중량을 측정하였다. 생장량을 조

사한 모든 실험은 3반복 처리하였다. 

3. 배지 종류별 생장량 비교

기존 액체배양 배지에서 능이버섯 균사체의 생장량을

비교하기위해 7종류의 배지를 사용하였으며, 조성은 Table

1과 같다. 

4. 온도 영향

능이 균사생장에 미치는 배양온도의 영향을 조사하기

위하여 배양온도를 10oC부터 35oC까지의 범위로 조절하

Table 1. Compositions of various liquid culture media used.

Ingredient
Medium (g/L)

GYS YMM PDB SYP MMN Czapek PDMP FGM

Potato extract 4

Starch 15

Bacto soytone 1.5

Glucose 20 10 20 10 25

Sucrose 30

Glutamic acid 1

Peptone 3 1 1

Yeast extract 1.5 5 2 2

Malt extract 3 3 3

Potato Dextrose 24

NaNO
3

3

(NH
4
)
2
HPO

4
0.25

MgSO
4
·7H

2
O 0.5 0.15 0.5

KCl 0.5

FeSO
4
·7H

2
O 0.5 0.5

CaCl
2

0.05

MnSO
4
·5H

2
O 0.12

K
2
HPO

4

KH
2
PO

4
1 1 1 1 2

MgSO
4

0.5 0.5

FeCl
3

0.001

NaCl 0.025

Fe-EDTA  0.18

pH 5.2 5.2 5.2 5.2 5.2 5.2 5.5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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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배양하였다. 배지의 초기 pH는 0.1M-HCl과 NaOH로

5.2로 조절하였다. 배양배지 조성은 glucose 15 g/L, starch

10 g/L, soytone 0.3 g/L, KH
2
PO

4
 0.1 g/L, MgSO

4
 0.05 g/L

로 하였다. 처리된 배지에 상기의 액체배양 방법으로 배

양하여 균사체의 건중량을 측정, 비교하였다. 

5. 탄소원, 질소원, 인산염, 비타민 영향

능이 균사생장에 미치는 탄소원, 질소원, 인산염 종류의

영향을 조사하기위하여 기본배지의 조성은 yeast extract

2 g/L, soytone 1 g/L, KH
2
PO

4
 0.1 g/L, MgSO

4
 0.05 g/L

로 하였고, pH는 5.2로 조절하였다. 상기의 액체배양 방법

으로 배양하여 균사체의 건중량을 측정, 비교하였다. 탄소

원 종류는 glucose, fructose, sucrose, maltose, galactose,

xylose, starch을 사용하였고, 기본배지에 각 20 g/L로 첨가

하였다. 

질소원 종류는 복합 질소원으로서 soytone, yeast extract,

malt extract, 및 peptone을 각 0.3 g/L로 처리하였고, 무기

질소원으로서 (NH
4
)
2
HPO

4
, ammonium tartrate, NaNO

3
,

(NH
4
)
2
SO

4
, NH

4
NO

3
, 및 KNO

3
를 각 0.02M로 처리하였으

며, 아미노산으로 glutamic acid, alanine, serine, glycine을

각 0.02M로 처리 하였다. 이때 기본배지의 조성은 glucose

15 g/L, starch 10 g/L, KH
2
PO

4
 0.1 g/L, MgSO

4
 0.05

g/L로 하였고, pH는 5.2로 조절하였다. 

인산염 종류는 기본배지에 KH
2
PO

4
, K

2
HPO

4
, NaH

2
PO

4
,

Na
2
HPO

4
, (NH

4
)
2
HPO

4
, 및 (NH

4
)H

2
PO

4
을 각 1 mM로 처

리하였다. 기본배지 조성은 glucose 15 g/L, starch 10 g/

L, soytone 0.3 g/L, MgSO
4
 0.05 g/L로 하였고, pH는

5.2로 조절하였다. 

비타민 종류는 ascorbic acid, nicotinic acid, riboflavin,

pyridoxine, folic acid, biotin, thiamine을 각 10 μg/L로

배양배지에 처리하였다. 배양배지 조성은 glucose 15 g/L,

starch 10 g/L, soytone 0.3 g/L, KH
2
PO

4
 0.1 g/L, MgSO

4

0.05 g/L로 하였고, pH는 5.2로 조절하였다. 

결과 및 고찰

1. 능이 균 동정 및 배지 종류별 균사체 생장 

본 시험에 앞서 능이 균임을 동정하기위해 ribosomal

DNA의 ITS영역의 PCR 산물(MK56/MK57)의 DNA 염기

서열 및 NCBI blast 분석하였고(Lee et al., 2004), 그 결

과 능이 균(KFRI 698)은 696 bp의 염기서열을 가졌으며

AF335110(Sarcodon aspratus)와 97% 이상의 상동성을 확

인하였다.

액체배양 중의 능이균사체 형태는 송이균사체 액체배

양과 같이 색깔은 백색을 나타내었으며 조직이 다소 치밀

해 보였으며, 가시적으로 표면이 침상인 펠렛형태 보다 밋

밋한 볼형태로 생장을 하였다. 공기부양식 생물반응기에

서 배양시 능이 균사체는 송이균사체 등 다른 균사체보다

무거워 배양이 진행됨에 따라 생물반응기 기저부분으로

쉽게 침강되어 공기공급량을 높혀 주어야만 하는 특징이

있었다. 

능이 균사체의 적정한 액체배양배지의 조성을 구명하

기위하여 기존의 여러 종류별 균사체 배양 배지에서 배

양하였다. Figure 1과 같이 GYS와 SYP배지에서 능이

균사체의 생산량이 3.5 g/L 전후로 생산되어 사용한 다

른 배지들에 비해 높았다. 이는 탄소원이 글루코오스나

전분을, 질소원은 소이톤(soytone)이나 효모추출(yeast

extracts)을 사용하고 있는 배지에서 능이 균사체 생산량

이 높게 생산됨을 제시하였다. 송이 균사체 배양에 적합

한 배지는 탄소원은 전분, 질소원은 효모추출물 및 펩톤

이 첨가된 배지(Lee et al., 1997; 이위영 등, 2002)에서

균사체 생장이 비교적 높게 나타나 능이도 송이와 같이

균근균인 관계로 배양에 필요한 배지의 기질이 유사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2. 온도 영향 

능이 균사체의 적정한 액체배양조건을 구명하기위하여

배양온도를 10~35oC까지 처리하여 배양하였다. Figure 2

에서와 같이 적정한 배양온도는 25oC 전후인 것으로 나타

났다. 이러한 배양온도는 일반적인 버섯 균사체의 배양온

도와 유사하였다. 능이 균사체는 10oC이상부터 배양온도

가 증가 할수록 균사체 생장량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

으나 25oC에서는 4.3 g dw/L으로 최고의 생장량을 나타냈

고 이후부터는 급격히 생장량이 감소하여 30oC에서는 1.3

g dw/L로 낮아졌다. 능이 생산 임지에서의 평균 지중온도

는 16.8oC이라고 하였는데(이상희 등, 2005) 본 실험에서

이 온도 조건에서는 균사체의 생장량이 2.8 g dw/L 전후

Figure 1. Mycelial growth (g dry weight/L) from liquid
culture of Sarcodon aspratus in different culture media. The

mycelia were cultured in shake flask cultures at 25oC for 20

days. Error bar indicates standard deviation of me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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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다소 더디게 생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탄소원 종류별 능이 균사체 생장 

목재 부후균과 비교해 균근균인 능이는 탄소원을 반드

시 기주식물로부터 공급받게 됨으로 탄소원 이용 범위가

제한 적일 것으로 추정된다. 능이 균사체 배양에 적합한

탄소원을 알기위하여 전분 등 8종의 탄소원을 대상으로

배양하였다(Figure 3). 전분 및 말토오스와 같이 글루코오

스가 α 결합을 하고 있는 탄소원에서 가장 높은 생장을

하였고, 또한 과당(fructose)과 글루코오스에서도 생장량이

높았다. 그러나 자당(sucrose), 갈락토오스(galactose) 및 자

일로즈(xylose)에서는 생장이 저조하였다. 송이 균사체는

탄소원 중 전분에서 생장이 우수하였는데 이는 송이 균사

체의 체외로 분비되는 α-amylase의 효소활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라 하였는데(이창윤 등, 1998), 능이도 이와 유사할

것으로 추정된다. 

4. 질소원 종류별 능이 균사체 생장 

질소원은 세포질을 구성하고 있는 주요성분으로 필수

적인 영양원이다. 일반적으로 버섯 균사체 배양에 적합한

질소원은 무기형태의 질소원보다 유기형태의 복합질소원

이 적합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균주 종류에 따라 적

합한 질소원이 다르게 나타난다(김한경 등, 1987; 김한경

등, 1994; 우관희 등, 2003). 능이 균사체 배양에 적합한

복합질소원을 알기위하여 Figure 4와 같이 4종의 질소원

을 처리하여 배양하였다. 그 결과 소이톤(5.3 g dw/L) >

펩톤(4.5 g dw/L) > 효모추출물(3.1 g dw/L) > 맥아추출

물(1.8 g dw/L)의 순서로 나타났고, 능이 균사체 배양에

가장효과가 있는 복합질소원은 소이톤 이었다. 송이의 경

우 적합한 질소원은 효모추출물인 것과(Min et al., 1998)

다르게 나타났다. 

한편 Table 2는 4가지 아미노산 종류에 따른 능이 균사

체의 배양 결과이다. 이숙희 등 (2003)은 능이버섯의 가수

산화물로부터 아미노산 성분을 분석한 결과 알라닌

(alanine), 글리이신(glycine) 및 글루탐산(glutamic acid)이

Figure 2. Effect of temperature on the mycelial growth (g dry

weight/L) in liquid culture of Sarcodon aspratus. The mycelia

were cultured in shake flask cultures at 25oC for 20 days.
Error bar indicates standard deviation of means.

Figure 3. Effect of carbone sources on the mycelial growth (g
dry weight/L) in liquid culture of Sarcodon aspratus. The

mycelia were cultured in shake flask cultures at 25oC for 20

days. Error bar indicates standard deviation of means.

Figure 4. Effect of complex organic nitrogen sources on the
mycelial growth (g dry weight/L) in liquid culture of Sarcodon

aspratus. The mycelia were cultured in shake flask cultures

at 25oC for 20 days. Error bar indicates standard deviation
of means.

Table 2. Effect of amino acids on the mycelial growth in liquid

culture of Sarcodon aspratus. The mycelia were cultured in
shake flask cultures at 25oC for 15 days.

Amino acids
Cell biomass (g dw*/L)

Mean ± SD**

Glutamic acid 0.23 ± 0.007

Alanine 3.15 ± 0.158 

Serine 2.70 ± 0.122

Glycine 0.62 ± 0.045 

Control*** 1.35 ± 0.042 

* : Dry weight; ** : Standard deviation of three replicates.; *** :
No addition of amino acid in basal medium for the Sarcodon
aspratus liquid cul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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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아미노산에 비해 높게 함유되었다고 하였다. 본 실

험에서는 이들 아미노산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능이 균

사체 배양에 알라닌 및 세린(serine) 은 균사체 생장에 도

움을 주었으나 글루탐산 및 글리이신 은 무처리 보다 생

장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3은 무기태 질소원의 종류에 따라 능이 균사체를

배양한 것이다. 질산암모늄(NH
4
NO

3
),

 
주석산암모늄

(ammonium tartrate), 및 황산암모늄((NH
4
)

2
SO

4
)에서 배양

한 것이 질산칼륨(KNO
3
) 및 질산나트륨(NaNO

3
)에서 배

양한 보다 균사체의 생장량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질소

형태가 NO
3
-N보다 NH

4
-N에서 균사체 생장이 높았으며

NO
3
-N에서는 무처리에 비해 차이가 없었다. 이러한 결과

능이 균사체는 NH
4
-N 형태의 무기 질소원을 생장에 이용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능이 균사체 배양에 적합한 질소원은 소이톤인 것으로

나타나 능이 균사체 배양에 적정한 농도을 알아보고자

Figure 5에서와 같이 소이톤을 농도별로 처리하였다. 탄

소원은 소이톤의 농도가 높아질수록 균사체 생장량도 증

가하였으나 5 g/L 이상의 농도에서는 생장량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로 배양액 리터당 탄소원을

글루코오스 15 g과 전분 10 g을 처리하였을 경우 적합한

소이톤 농도는 3~5 g/L인 것으로 추정되었다. 

5. 무기인산염 및 비타민 영향

버섯 균사체 배양에 있어 무기인산염의 형태는 대표적

인 것이 제일인산칼륨(KH
2
PO

4
)이다. 그러나 버섯 균주에

따라서는 적합한 무기인산염 형태는 다르게 나타나기도

한다. 따라서 능이 균사체 배양에 적합한 인산염의 형태

을 알기위해 Table 4와 같이 6종류의 각 인산염을 1 mM

로 처리하였다. 능이 균사체 배양에 첨가되는 인산염은 그

형태별에 따라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제일인산

암모늄((NH
4
)H

2
PO

4
)에서 다른 종류에 비해 다소 안정적

으로 높게 생산되었다. 능이 균사체 배양에 적합한 인산

염 형태는 제일인산암모늄인 것으로 추정된다.

Table 5는 능이 균사체 배양배지에 7종류의 비타민을 각

10 μg/L로 처리하여 생장량을 비교한 결과이다. 능이 균

Figure 5. Effect of soytone concentration on the mycelial

growth (g dry weight/L) in liquid culture of Sarcodon aspratus.

The mycelia were cultured in shake flask cultures at 25oC for
15 days. Error bar indicates standard deviation of means.

Table 3. Effect of inorganic nitrogen sources on the mycelial

growth in liquid culture of Sarcodon aspratus. The mycelia
were cultured in shake flask cultures at 25oC for 20 days.

Inorganic nitorgen source
Cell biomass (g dw*/L)

Mean ± SD**

(NH
4
)
2
HPO

4 1.54 ± 0.230 

Ammonium tartrate 2.74 ± 0.167 

NaNO
3 1.35 ± 0.045 

(NH
4
)
2
SO

4 2.33 ± 0.139 

NH
4
NO

3 2.90 ± 0.121 

KNO
3 1.35 ± 0.012

Control*** 1.35 ± 0.042 

* : Dry weight; ** : Standard deviation of three replicates.; *** :
No addition of inorganic nitrogen in basal medium for the Sar-
codon aspratus liquid culture.

Table 4. Effect of phosphate sources on the mycelial growth
in liquid culture of Sarcodon aspratus. The mycelia were

cultured in shake flask cultures at 25oC for 20 days.

Sources of PO
4

Cell biomass (g dw*/L)

Mean ± SD**

KH
2
PO

4 4.78 ± 0.324 

K
2
HPO

4 4.78 ± 1.502 

NaH
2
PO

4 4.74 ± 1.385 

Na
2
HPO

4 4.55 ± 0.435 

(NH
4
)
2
HPO

4 4.50 ± 0.021 

(NH
4
)H

2
PO

4 5.29 ± 0.361

Control*** 4.66 ± 0.534

* : Dry weight; ** : Standard deviation of three replicates.; *** :
No addition of inorganic phosphate in basal medium for the Sar-
codon aspratus liquid culture.

Table 5. Effect of vitamin on the mycelial growth in liquid

culture of Sarcodon aspratus. The mycelia were cultured in

shake flask cultures at 25oC for 20 days.

Vitamin
Cell biomass (g dw*/L)

Mean ± SD**

Ascorbic acid 4.51 ± 0.429

Nicotinic acid 5.71 ± 0.557 

Riboflavin 4.00 ± 0.342

Pyridoxine 4.21 ± 0.053 

Folic acid 4.58 ± 0.343 

Biotin 4.66 ± 0.373

Thiamine 4.70 ± 0.701 

Control*** 4.50 ± 0.397

* : Dry weight; ** : Standard deviation of three replicates.; *** :
No addition of vitamin in basal medium for the Sarcodon aspratus
liquid cul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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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체는 니코틴산 처리에 의해 균사체량이 높게 증가하였

고 다른 비타민에서는 생장에 영향을 주지 못하였다. 송

이 균사체의 경우 피리독신 첨가가 생장량을 증가시켰다

고 하였으나(Lee et al., 1997), 능이의 경우는 니코틴산 처

리에 의해 균사체 량이 증가하여 균근균의 종류에 따라

생장에 필요한 비타민은 다른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비타

민은 처리농도에 따라서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어

이에 대한 연구도 필요할 것이다.

결 론

능이 균사체의 액체배양 조건을 구명하고자 배지별 및

배양조건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능이 균사체 배양에 적합

한 배양온도는 25oC, pH는 4인 것으로 나타났다. 능이 균사

체는 외생근균류로서 적합한 액체배양조건은 송이 균사체

배양에서와 같이 유사한 배지조성을 나타내었다. 배양에

적합한 배지는 송이배양에 적합한 GYS배지로 탄소원은

전분, 말토오스 및 포도당이, 질소원은 유기복합 질소원으

로 소이톤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기 질소원은 암모

니아태 질소가, 무기인산염은 제일인산염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타민 종류로는 니코틴산처리가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배양기간도 송이균사체 액체배양에서와 같이 삼

각플라스크에서 20일정도가 소요되었으며, 이상의 조건으

로 능이 균사체를 배양하여 5.7 g dw/L을 생산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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